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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Cyber Insurance - Are Insurers Finding Growth 

or Looking for Trouble?

사이버공격(Cyber Attacks)은 글로벌 기업들에게 초대형

리스크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아직 사이버공격 리스크에

대비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 보험전문가들은

기업들의 사이버보안 (Cybersecurity)기술·서비스 및

사이버보험 (Cyber Insurance) 부문 지출 속도가 아직

더디다고 말합니다. 이들에게 맞춤형 사이버보험상품을

제공하는 것은 당분간 보험회사의 가장 확실한 성장

전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 P M G 에서는 미국기업 최고경영자들을 상대로

사이버리스크에 대한 전망을 설문조사(U.S. CEO Outlook

Survey)한 결과, 사이버보안 이슈와 관련해 중요한 몇 가지

결론을 얻었습니다. 첫째, 응답자의 2/3만이 본인의 회사가

‘사이버공격 대응책을 다소간(somewhat) 갖추고 있다.’고

답했고 , 절반(51 %)은 비즈니스 관련해 앞으로 가장

염려되는 분야를 ‘사이버보안 리스크’로 꼽았습니다. 10 명

중 4 명꼴로 앞으로 3년 이내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우선

순위가 ‘사이버리스크 최소화’라고 했고, 37 %는 가장

우선적으로 투자할 분야는 ‘사이버보안 IT솔루션’

(Cybersecurity Solutions)이라 답했습니다.

KPMG는 본 보고서를 통해 주요 산업군의 사이버리스크

대응 동향, 보험회사의 사이버리스크 시장 기회와 전략적

우선순위(priorities), 위험요소를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URL of a PDF file ▶
http://portal.ema.kworld.kpmg.com/Adv/GS/GCST/go_tl_lib/04/Cyb
er_Insurance-Growth_risk_and_uncertainty_reig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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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Ten Key Regulatory Challenges

2016 년 11 월 8 일에 실시 된 미국 대통령 선거는

까다로운 규제 환경에 둘러 쌓인 금융권에 새로운

불확실성을 제공하였습니다. 한편, 미국 정부는 금융권에

대한 규제 부담을 줄이고 서비스의 방향을 전환 할 수 있는

규제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 새로운 행정부의 목표는 기존 Dodd-Frank Act

조항을 폐지 및 축소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이는

금융권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장려하는 새로운 정책으로

대체되어 은행의 재정적 부담을 줄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KPMG는 트럼프 행정부가 규제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재확인하며 본 보고서를 통해 금융권이

직면한 주요 규제 및 환경 변화에 다음의 10개 이슈에

주목하였습니다.

1) 전사적 리스크 관리 체계의 강화 , 2) 준법감시

(Compliance)의 효과와 지속성 증대, 3) 자본 및 유동성

관리 규제의 재검토, 4) 국경간 금융 규제의 복잡성 개선,

5) 변화하는 금융 소비자 보호법에 대한 적응, 6) 사이버

보안과 개인정보보호법의 중요성, 7) 새로운 시장 진입자와

혁신 기업에 대한 대응, 8) 준법감시기능과 금융사기의

관리 , 9) 금융 당국에 대한 보고 프로세스 개혁 , 10)

위험관리 및 투명성 증대를 위한 데이터 수집 및 리포팅

URL of a PDF file ▶

https://assets.kpmg.com/content/dam/kpmg/sg/pdf/2017/02/Ten-

key-regulatory-challenges-facing-the-financial-services-

industry.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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